
2017년 호남사학회 결산보고서(2016. 12. 01. ~ 2017. 11. 30.)
수입
항목 금액 합계
회비 1,780,000 1,780,000
학술지 발간 수입 7,990,000 7,990,000
저작권료 2,073,529 2,073,529
후원금(지원금 포함)
용역과제 수주
결산이자 20,039 20,039
기타수입

수입합계 11,863,568
지출
급여 6,000,000 6,000,000
학술지 발간 지출 12,239,600 12,239,600
학술대회 개최 953,750 953,750
공과금 119,170 119,170
법인관련 세금 및 수수료 429,860 429,860
홈페이지 관리비 396,000 396,000
출장비
전국 역사학 대회비 400,500 400,500
기타지출 118,9200 118,920

지출합계 20,657,800
전년도 이월금
이월금

총합계
※현 잔고현황 (총수입+이월금-총지출) -8,794,232

2017년 결산손익 -8,794,232



수입내역 세부사항

1. 회비

회비
항목 명단 금액
종신회원

고석규 500,000
총합계 500,000일반회원

신소연 40,000
오병희 40,000
양승천 40,000
이천우 40,000
김명희 40,000
홍창우 40,000
이승일 40,000
노명환 40,000
유순주 40,000
송중기 40,000
장미애 40,000
유바다 40,000
송찬섭 40,000
김성준 40,000
김기윤 40,000
김수미 40,000
조복현 40,000
백  천 40,000
이정희 40,000
강병국 40,000
신윤호 40,000
김만호 40,000
김나영 40,000
배인성 40,000
송정현 40,000
나영남 40,000
이재령 40,000
박정하 40,000
김선경 40,000
하원호 40,000
남철호 40,000

총합계 1,240,000기관회원
한신대학교 40,000

총합계 40,0002017년 호남사학회 총회비 1,780,000



2. 학술지 발간 수입

학술지 발간
항목 내역 금액
역사학연구 64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150,000

역사학연구 65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2,340,000

역사학연구 66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2,530,000

역사학연구 67호 논문심사비, 게재료, 초과료 2,970,000

총합계 7,990,000



3. 저작권료

저작권료
항목 상세내역 금액
저작권료 1,000,401
저작권료 1,073,128

총합계 2,073,529



4. 후원금(지원금 포함) 내역

후원금(지원금 포함) 상세내역
항목 후원자&기관 금액
후원금

지원금

총합계



5. 용역과제 수주 내역

용역과제 수주 내역
항목 내역 금액

총합계



6. 결산이자 내역

결산이자 내역
날짜 내역 금액

결산이자 5,519

결산이자 5,231

결산이자 4,930

결산이자 4,359

총합계 20,039



7. 기타수입 상세내역

기타수입

항목 내역 금액

총합계



지출내역 세부사항

1. 급여

급여
일자 내역 금액
12월(2016) 사무국장 월급 500,000
1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2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3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4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5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6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7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8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9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10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11월 사무국장 월급 500,000

총합계 6,000,000



2. 학술지 발간 지출 세부내역

학술지 발간 지출 세부내역
항목 내역 금액
역사학연구 64호

- 논문심사비(30,000원 / 수수료 포함)
   : 27명=821,500원
- 인쇄 및 배송 = 2,048,110원

2,869,610

역사학연구 65호
- 논문심사비(30,000원 / 수수료 포함)
   : 29명=882,500원
- 편집간사 100,000원
- 인쇄 및 배송 = 2,107,160원

3,089,660

역사학연구 66호
- 논문심사비(30,000원 / 수수료 포함)
   ; 21명=639,500원
- 편집간사 100,000원
- 인쇄 및 배송 = 1,976,620원
- 심사료 환급 = 50,500원

2,766,620

역사학연구 67호
- 논문심사비(30,000원 / 수수료 포함)
   : 30명=913,000원
- 편집간사 100,000원
- 인쇄 및 배송 = 2,500,710원

3,513,910

총합계 잘못된 계산식



3. 학술대회 개최 지출 세부내역

학술대회 개최 지출 세부내역
항목 내역 금액
12월 학술대회 수고비(이희성) = 50,000원

주차료 = 6,500원 56,500
3월 학술대회 토론비 = 200,000원 200,000

6월 학술대회
토론비 = 100,000원
수고비(주은진) = 50,000원
발표집 출력 = 170,000원

320,000

9월 학술대회 수고비(주은진) = 50,000원
발표집 출력 = 327,250원 377,250

총합계 953,750



4. 공과금

공과금
일자 내역 금액

전화요금
(2016.12.~2017.11) 119,170

총합계 119,170



5. 법인관련 세금

법인관련 세금
일자 내역 금액

공인인증서 수수료 333,300
법인 지방세 96,560

총합계 429,860



6. 출장비

출장비
일자 내역 금액

총합계



7. 기타지출

기타지출
항목 내역 금액
역사학대회 회비 전국역사학대회 회비

(수수료 포함) 400,500

총합계 400,500


